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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  To analyze the cooling performance of fin-tube evaporator in the refrigerator truck using 

R744 according to frost growth, the analytical model of evaporator was developed under 

frost and non-frost conditions. The performance of fin-tube evaporator was investigated 

with frost thickness and indoor temperature. Besides, the performance of evaporator under 

frost condition was compared to that under non-frost condition. As a result, area of air 

passage and system performance were decreased as the frost thickness increased. The 

cooling capacity was reduced by 10%, 20%, 30% when the frost thickness was 0.7 mm, 1.1 

mm, and 1.6 mm respectively. At these conditions, the block ratio was 31%, 48%, and 71%. 

In addition, the outlet quality of refrigerant was not over 1 when the frost thickness was 1.6 

mm in spite of high indoor air temperature.    

Key words: R744(이산화탄소), Evaporator(증발기), Cooling capacity(냉방용량), Frost(서리), Fin-tube(핀-튜 )

기 호 설 명
1)

  : 열 도도 [W/m⋅K]

 T : 온도 [oC]

 P : 압력 [kPa]

 V : 속도 [m/s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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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 : 핀 높이 [m]

de : 수력직경의 비 

R : 열 항 [m2⋅k/W]

h : 열 달계수 [W/m2⋅k]

A : 면  [m]

d : 직경 [m]

t : 두께 [m]

l : 길이 [m]

t : 두께 [m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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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 문자

  : 도 [kg/m3]

  : 효율

 

하첨자

 f : 서리층

 a : 공기

 max : 최 값

 total : 체

 r : 냉매

 o : 바깥측

 i : 안측

 s : 표면

1. 서 론

사회에 있어 냉장시스템은 가정용 냉장고

뿐만 아니라 산업 , 공업 인 목 으로도 리 

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. 이  산업  측면에서 

운수업에 이용되고 있는 냉동탑차는 온도에 민감

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는 식료품들을 정 온도

를 유지시켜 원하는 곳까지 안 하게 운반하는데 

사용된다. 식료품이 차 형화, 집 화, 지역화

가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온을 유지하면서 장거

리 이동을 할 수 있는 냉동탑차의 필요성은 차 

커져가고 있다. 냉동탑차의 냉동시스템의 고효율

화를 한 연구가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

며, 한 냉동탑차의 냉장시스템 가동 시 증발기

에 발생되는 서리는 냉동시스템의 성능 하의 원

인이 되므로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.

냉동탑차의 냉장시스템 작동시 증발기로 들어

오는 습공기가 차가운 열교환기의 표면과 할 

때 응축수가 생성된다. 증발기 표면온도가 어는  

이하로 내려갈 경우 서리가 생성되고, 장시간 운

 시 서리가 성장함에 따라 서리층 두께가 증가

하게 되면서 증발기를 지나가는 통로를 차단하게 

된다. 이는 증발기의 통과하는 풍량이 감소하게 

되어 증발기의 서리가 생성되지 않은 부분 즉, 온

도가 낮은 부분으로 공기가 지나가게 되고 결국 

증발기와 열교환하는 고내(indoor)의 공기온도가 

상승하게 되어 냉방용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증발

기의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. 한 서리의 성장은 

열 항을 증가시켜 냉매와 공기와의 열 달률을 

감소시키므로, 서리생성에 따른 증발기의 성능변

화에 한 연구는 냉장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여 

물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한 필수 인 고려사

항 의 하나이다. 

한 냉동시스템에 궁극 으로 사용될 냉매로 

오존층 괴 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향이 은

자연냉매가 많은 연구의 상이 되고 있다. 이  

무취, 무독성, 부식성이 없으며 연소와 폭발성이 

없고 냉매의 회수가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(CO2) 

냉매가 주목받고 있다. 이산화탄소를 용한 냉동

시스템은 이 부터 여러 분야로 활발히 진행되고 

있으나 이를 냉동탑차의 냉장시스템에 용된 경

우는 무하다.  

핀-  열교환기의 착상 상에 한 해석  연

구로 Lee[1]는 상 습도와 핀 피치에 따른 시뮬

이션을 수행하여 핀 피치가 작을수록 열 달율의 

감소가 크고 일정 착상 후에는 습도가 낮을수록 

열 달이 커짐을 보 다. 한, Lee and Yang[2]은 

수학  모델링을 통하여 착상 조건하에서 운 되

는 다단 다열의 핀-  열교환기의 열  성능을 

평가하기 한 수학  모델을 제시하 다. Huang 

at al.[3]은 핀-  열교환기에서 서리 두께에 따른 

효과를 고려한 해석  연구를 수행하 으나 부

분 이 의 연구는 사이클이나 열교환기의 일부분

만을 해석의 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. 

그러나 서리의 성장을 고려한 열교환기 체 

는 이의 향을 받은 사이클의 성능 하에 한 

고찰은 수행되지 않았다. 특히 냉동탑차 시스템에

서 이산화탄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서리성장

에 따른 열교환기 성능의 감소에 한 연구는 거

의 찾아보기 힘들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냉매인 이산화탄소 

냉매를 용한 냉동시스템에서 증발기의 해석  

모델을 개발하고 온조건에서 증발기에 생성되

는 서리성장에 따른 증발기의 성능변화를 악하

다. 특히, 서리성장에 따른 증발기의 용량을 고

찰하고자 무착상상태와 착상상태의 증발기 용량

을 서로 비교하고 냉방용량이 10%씩 감소되는 서

리의 두께를 해석 으로 분석하여 냉방용량을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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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하기 한 제상조건에 한 기 인 자료를 

제공하고자 한다. 

2. 모델링 및 해석 방법

Fig. 1은 일반 인 냉동탑차 냉장시스템의 개

략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재 실제품으로 냉동탑

차에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증발기의 사양을 

참조하여 해석  모델로 선정하 다. 한 성능해

석을 한 로그램은 EES(Engineering equation 

solver)[4]를 이용하 다.  

2.1 증발기 모델링

Fig. 2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증발기의 모습을 

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R404A를 사용하

는 상용탑차용 냉동시스템의 핀-  열교환기와 

동일하게 설계하 다. 증발기의 경우 6개의 으

로 총 8열을 구성하여 설계하 다. 열교환기에서 

열 달을 해석하기 하여 증발기에서의 열 달

계수  압력강하는 Yun et al.[5]의 식을 용하

여 모델링하 다. 한 공기측 열 달계수와 압

력강하 식은 Wang[7]의 식을 사용하 다. 본 연

구에서 설계된 증발기의 자세한 사양을 Table 1

에 나타내었다.  

2.2 서리층 모델링

착상상태를 고려한 열교환기의 성능을 해석  

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

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하여 열교환기에 

형성된 서리는 균일하고, 서리층 열 달계수는 서

리 도의 함수로 가정하 다. 본 연구에서 서리의 

해석에 사용된 서리층의 도는 식 (1), 열 달계

수는 식 (2)와 같이 표 된다.[8],[9] 

   × 


    (1)

   exp    (2)

일반 으로 서리성장과 함께 공기가 통과하는

면 이 감소하고 이에 공기의 압력강하는 증가하게

Fig. 1 Refrigerating system of refrigerator truck.

Fig. 2 Schematic of evaporator for modeling.

Contents Length

Fin interval[mm] 4.56

Fin height[mm] 22.64

Fin width[mm] 26.13

Tube diameter[mm] 9.5

Tube thickness[mm] 0.5

Total size[mm] 864.6(L)×135.8(H)×209(W)

Table 1 Specification of heat exchanger

Parameters Condition

Air

Air velocity[m/s] 2.5
*

Indoor air temperature[℃] 1, 3, 5
*
, 7, 9

Indoor air humidity Φ=50%

Refrigera

nt

Mass flow rate[kg/h]
10, 12.5, 15

*
, 17.5, 

20

Inlet temperature[℃] -15.3
*

Inlet pressure[MPa] 2.05
*

Inlet quality 0.3575
*

*
Basic operating condition

Table 2 Simulation condi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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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. 서리가 생성된 조건에서 공기측의 압력강하

는 Aoki et al.[10]에 의해 제안된 식을 사용하여 계

산하 으며 이는 식 (3)과 같다. 

  ∆  

max 


 (3)

  한 열교환기에서 서리의 열 항을 고려한 총

항은 식 (4)와 같이 표 할 수 있다. 

 




ln 





ln  








 (4)

2.3 해석 조건

서리가 성장함에 따라 열교환기의 성능은 차 

떨어지게 되므로 무착상 조건에서의 증발기성능

과 착상 조건에서의 증발기의 냉방용량을 서로 

비교하 다. 한 냉방용량이 10%씩 감소시 생성

하는 서리의 두께를 선정하고 이때 증발기의 열

교환에 향을 미치는 고내온도 변화에 해 성

능해석을 수행하 다. 본 연구에서 서리성장에 따

른 증발기의 성능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설정된 

해석조건은 냉장운 조건(ISO 15502)[12]을 기 으

로 하 으며 자세한 조건은 Table 2에 나타냈다. 

3. 해석결과 및 고찰

냉동탑차의 냉장운 을 해석하기 해 먼  증

발기에 흐르는 냉매의 질량유량을 결정하기 해 

설정된 기본 운 조건에서 냉방용량을 약 3 kW

로 선정하 으며, 이후 증발기에 형성되는 서리층

의 두께변화에 따른 성능변화를 고찰하 다. 한 

서리생성에 따른 증발기의 성능감소가 10%에서 

30%까지 10%씩 감소되는 서리층의 두께를 찾고, 

각각의 서리성장 조건에서 고내측 온도변화에 따

른 성능변화를 고찰하 다. Fig. 3은 무착상 조건

에서 증발기에 흐르는 냉매의 질량유량 변화에 

따른 냉방용량과 증발기 출구온도의 변화를 보여

주고 있다. 증발기에 흐르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

10 kg/h에서 20 kg/h까지 증가할 때 증발기의 냉

방용량은 2 kW에서 3.8 kW까지 약 90% 증가하

고, 증발기 출구의 냉매온도는 4.5℃에서 –8.9℃

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증발기에 흐르는 

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기의 냉방

용량은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. 냉매의 질

량유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증발기에서 공기와

의 충분한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발기 출

구의 냉매의 온도는 감소하게 된다. 본 연구에서

는 3 kW의 냉방용량을 가지는 증발기의 성능해

석을 하여 냉매의 질량유량이 15 kg/h인 경우

를 질량유량 조건으로 선정하 고 이를 기 으로 

여러 가지 운 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해석을 수

행하 다.

Fig. 4는 서리층 두께 변화에 따른 증발기의 냉

방용량, 증발기 출구온도  냉방용량 감소율을 

보여주고 있다. 증발기 핀표면의 서리층의 두께가 

0 mm에서 2 mm까지 증가할 때 증발기의 냉방용

량은 3 kW에서 1.9 kW까지 최  36%까지 감소

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한 서리층 두께가 1 mm

이상 증가하 을 때 서리층에서의 열 항 증가로 

인하여 공기로의 충분한 열 달이 이 지지 않고 

이에 증발기 출구의 건도가 1이 되지 않고 증발기 

출구의 온도가 일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. 한 

해석결과 서리의 성장에 따른 증발기의 냉방용량

이 10%씩 감소하는 서리층의 두께는 각각 0.7 

mm, 1.1 mm, 1.6 mm인 것으로 측되었다. 이 

때 증발기에서 생성되는 서리에 의한 핀 사이에

서의 차단비(block ratio)는 각각 31%, 48%, 71%

로 나타났다.  

Fig. 5는 서리층 두께 증가에 따른 공기측의 

이놀즈수와 열 항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. 서리

층의 두께가 0 mm에서 2 mm까지 증가할 때 공

기측의 이놀즈수는 약 27% 증가하고 이에 열

항은 50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증발

기의 핀 표면에 서리가 생성되어 서리층의 두께가 

증가함에 따라 공기가 통과하는 공기의 유로가 

감소하게 된다. 이로 인해 증발기를 통과하는 공

기풍속은  증가하고 따라서 공기의 이놀즈

수가 차 증가하게 된다. 한 서리층 두께의 증

가는 공기와 냉매사이에 열 항을 증가시켜 열교

환량을 감소시켜 증발기의 냉방용량 감소에 주요

한 원인이 된다. 본 연구에서는 서리층의 두께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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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3. Variations of cooling capacity and evaporator 

outlet temperature with refrigerant mass flow 

rat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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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utlet temperature with frost thicknes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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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5. Variations of Reynolds number and thermal 

resistance with frost thickness.

0 mm에서 2 mm까지 증가할 때 열 항은 6.4 에

서 15.3 m2∙℃/W까지 약 2.4배 증가하는 것으로 

해석되었다.  

냉방용량 3 kW를 가지는 증발기에 해 서리층

의 증가에 따른 냉방용량의 감소함을 알 수 있었

으며 냉방용량이 10%씩 감소하는 서리층의 두께

가 형성된 조건에서 증발기의 성능에 가장 큰 

향을 미치는 고내온도 변화에 한 성능변화를 

고찰하 다. 이를 하여 선정된 각각의 서리층 

두께조건에서 고내온도를 1℃에서 9℃까지 2℃씩 

상승시키면서 해석을 수행하 다. Fig. 6은 증발

기의 각각의 서리층 조건에서의 고내온도 변화에 

따른 냉방용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. 고내온도

가 증가함에 따라 냉방용량은 차 증가하는 경

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 고내온도가 1℃에서 

9℃까지 8℃ 증가할 때 서리층 두께가 0 mm 인 

경우 약 9%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.6 mm

일 때 46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측되었다. 고

내측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기의 냉매와 열

교환하는 공기와의 온도차가 증가하게 되고, 큰 

온도차로 인해 열교환량의 증가로 증발기의 냉방

용량은 증가하게 된다. 특히 서리층의 두께가 큰 

경우 고내측 온도증가에 의한 열교환량의 증가로 

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고내온도 변화에 다른 

증발기의 성능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 

Fig. 7은 증발기의 각각의 서리층 두께 조건에

서 고내온도 변화에 따른 증발기 출구의 냉매온

도  건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. 증발기 출구

의 건도는 서리층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차 낮

아지며 고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기 출구의 

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. 서리층 두께가 0 

mm인 경우 모든 고내온도 조건에서 증발기 출구

의 건도가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

여 서리층 두께가 1.6 mm인 경우는 모든 고내온

도 조건에서 건도가 1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한 서리층 두께가 0.7 mm와 1.1 mm인 

경우는 고내온도가 각각 3℃와 5℃ 이내에서 증

발기 출구의 건도가 1이 넘지 않는 것으로 측되

었다. 그리고 서리층의 증가에 따라 증발기의 출

구의 냉매온도는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

이는 생성된 서리층 두께에 따라 건도와 유사한 

경향을 보인다. 즉, 서리층의 두께가1.6 mm인 경

우 서리층의 열 항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고내

조건에서 건도가 1이 되지 않음으로 증발기 출구의 

냉매의 온도도 입구의 온도와 유사한 –15.3℃를

나타냈으며 이에 반하여 무착상 조건에서는 증발

기 출구의 냉매온도가 고내공기의 온도와 유사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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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6. Variation of cooling capacity with indoor air 

temperature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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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7. Variations of evaporator outlet temperature 

and quality with  indoor air temperature.

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에 따르면 

핀-  형태의 이산화탄소 증발기에서 서리 성장

에 따른 공기유로의 차단비가 70%가 넘으면 냉방

용량이 약 30%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

서리의 성장이 큰 경우 높은 고내온도에도 불구

하고 증발기에서 충분한 냉방용량의 확보가 어려

우며 이때 한 고내온도의 유지를 하여 냉

방용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범 내에서 제상운

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.  

4. 결 론

본 연구는 냉동탑차의 냉장시스템에서 증발기

에 생성되는 서리가 증발기의 성능에 미치는 

향을 알아보기 해 서리의 두께 변화에 따른 해

석  연구를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

을 수 있었다.

1) 증발기에 흐르는 냉매의 질량유량이 증가할

수록 냉방용량은 증가하 고, 증발기 출구에

서 냉매의 건도감소로 인해 증발기 출구의 

냉매온도가 감소함을 측하 다. 

2) 서리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발기의 

이놀즈수  열 항이 증가함을 확인하 고, 

그 결과 냉방용량은 차 감소하 다. 본 연

구에서 냉방용량이 10%씩 하되는 서리층

의 두께는 각각 0.7 mm, 1.1 mm, 1.6 mm로 

측되었으며 이때 증발기에서 생성되는 서

리에 의한 핀 사이에서의 차단비는 각각 

31%, 48%, 71%로 나타났다.  

3) 서리성장 조건에서 고내온도가 증가할수록 

출구의 건도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

타났으며 이에 냉방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 그러나 서리의 성장이 큰 경우 높

은 고내온도에도 불구하고 증발기에서 충분

한 냉방용량의 확보가 용이치 않으며 이에 

한 시 에서 제상운 이 필요함을 확인

하 다. 

후    기

본 논문의 일부는 2012년도 한국지열에 지학

회 춘계학술발표 회에서 발표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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